
비트코인 지갑(개인)이란? 지갑 유형 및 생성 방법 알
아보기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you-need-to-know-about-bitcoin-wallets

비트코인은 현실에 있는 화폐처럼 실제 형태가 없어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
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트코인 지갑(bitcoin wallet)입니다.그러나 완벽한 암호화폐 보안, 절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지갑을 무엇인지 , 비트코인 유형 및 생성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이란?

비트코인 지갑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사용자가
비트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실체가 없으며 공개키 암호기술
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호합니다.

거래를 중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개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현금과 관련된 용어인 ‘지갑’을 사용하여 이를
부르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환을 통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돈”을 비트 코인으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you-need-to-know-about-bitcoin-wallets
https://www.btccbeta.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t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tcoin-price-forecast


실제로 비트코인 지갑은 사용자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통해 암호화폐에 액세스하고 보내고 받는 데 필요
한 디지털 “자격 증명”이 포함된 마스터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장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이기도 합니
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비트코인 지갑 속에 공개 키 및 개인 키

암호화폐 거래 또는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서명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란 개인키 그리고 그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개키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
과정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거래 시 개인키로 서명한 트랜잭션을 공개키로 검증함으로써 거래의
주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검증합니다.

개인 키

개인키는 절대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관리해야 하므로 ‘비공개키’라고도 합니다. 256 비트의 랜덤
숫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 개인키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인 척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 자산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 키

공개키는 말뜻 그대로 공개된 키입니다. 공개키는 개인키를 통해 쉽게 생성할 수는 있지만, 개인키의 소유
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생성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개키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쌍을 이루는 개인키가 없는 한 아무나 그 공개키를 이용할 수 없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 공개키 암
호화 방식입니다.

그러한 성질에 따라 공개키에 SHA-256 일방향 암호화를 반복해 적용하는 이중 해싱 인코딩 등을 적용해 암
호화폐 주소를 만듭니다. 일방향 암호화로 공개키를 통해 주소를 생성하지만 주소 즉 공개키로부터 개인키
를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비트코인 지갑 유형

비트코인에도 사용 용도, 보안성, 편리성, 액세스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비트코인 지갑(bitcoin
wallet)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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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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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 지갑(paper wallet)

종이 지갑(paper wallet)은 비트코인을 받는 데 필요한 공공 주소와 개인 키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쪽지를
말하며, 이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지출하거나 송금하는 데 필요합니다.

종이 지갑은 때때로 QR 코드 형태로 인쇄되어 있어서, 이를 스캔해서 소프트웨어 지갑에 추가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 오프라인에 저장되므로 해킹 공격의 우려가 일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물리적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에 젖음, 오래되어서 QR code 훼손) 그래서 코팅(lamination)해
서, 금고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비트코인 화폐(Physical Bitcoin)

비트코인 화폐는 많은 경우 일정한 액수의 BTC가 사전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만드는 이유는 개인 키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여기에 저장된 액수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뜯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
는 밀납 봉인 방식으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물리적 비트코인은 비트빌(Bitbill)로서, 이는 마치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그 후에 나온 방
식은 둥근 메달처럼 생겼습니다.

잠점: 편리한 저장 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거래 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비트코인는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아이
템은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화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3)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모바일 BTC 지갑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 가능하며, 개인 키를 저장해놓고 물품 대금을 전화를 통해 직접 지
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어떤 앱은 스마트폰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능을 통해 지불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잠점: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 수단으로 활용, 대면 거래 등 비트코인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이
합니다.

단점: 개인 정보를 일체 드러내는 일 없이, 카드 리더기처럼 근처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운영체계 기능

FreeWallet iOS, Android 콜드 스토리지,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출과 입금도 가능

Edge iOS, Android 무 지식, 싱글 사인온, 원터치 2 단
계 인증

Atomic Wallet iOS, Android
사용자 친화적이며 500 이상의 자
산 거래 지원
즉시 암호화폐 옵션 거래, 무료 보
호예수 앱

Blockchain
Wallet iOS, Android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계층형 및
결정형
사용자가 현재 있는 지역의 비트코
인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제
공

Copay iOS, Android, Windows
Mobil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복수 사용자 가능,
송금 위해 사용자 전원이 승인해야
하는 구조

Jaxx iOS, Android 콜드 스토리지, 확인 과정 불필요



Mycelium iOS, Android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콜드 스토리
지, 계층형 및 결정형,

 

4)웹 지갑(Web Wallet)

웹 지갑은 개인 키를 항상 온라인 상태에 있는 제 3자 관리 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서비스는
각기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그 중 일부는 모바일 및 데스크탑 지갑과 연계되며 모든 종류의 기기에 동일한
주소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점: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금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점:제삼자 서버의 관리가 부실 혹은 파산으로 인해서 도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

Coinbase 원스탑 솔루션, 지갑과 거래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Circle 사용자는 비트코인 저장, 송금, 예금,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Block chain 웹 기반의 지갑 가운데 가장 인기 높은 서비스

Strongcoin 개인 주소 키를 서버에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브리드 지갑을 제공

Xapo 간단한 비트코인 지갑으로서, 콜드 스토리지를 통한 높은 보안성 제공

5)데스크톱 지갑(Desktop Wallet )



데스크탑 지갑은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개인 키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장점: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기 때문에, 제삼자 사업자에 대한 도난 성이 없습니다. (모바일, 웹 지갑 대비)

익명성이 중점이 됩니다.

단점: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소액의 비트코인을 거래에서 적절한 보안성
을 제공합니다.

지갑 서비스 운영체계 기능

Electrum 맥 OS, 윈도우,
리눅스

가장 인기 높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오픈소스 데스크탑 지갑
이미 발표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
도록 허용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해줌. 주소 태깅. 암호화

Atomic Wallet 맥 OS, 윈도우,
리눅스

가장 인기 높은 암호화폐 지갑, 맥 OS, 윈도우,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500개가 넘는 자산에 대해 서비스 제공,
키는 사용자 기기에서 암호화되며 즉각적인 거래 및 암호화
폐 매입 옵션,
무료 보호예수 앱,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Exodus 맥 OS, 윈도우,
리눅스 사용자에 친화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성이 높음

Bitcoin Core 맥 OS, 윈도우,
리눅스

풀 노드 지갑.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전
체를 다운로드 해야 한다.
이는 독립적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시스템 내
다른 사업자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Copay 맥 OS, 윈도우,
리눅스

다중서명(multi-signature) 지갑. 오픈소스 모바일 지갑 및
데스크탑 지갑.



Armory
맥 OS, 윈도우,
리눅스, 우분투,
라스베리Pi

안전과 보안성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 다양한 암호화 및 콜
드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

6)하드웨어 지갑(Hard Wallet )

하드웨어 지갑은 사용자의 개인 키를 안전한 하드웨어 기기 안에 보관하는 독특한 방식의 비트코인 지갑입
니다. 이는 비트코인 보관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지갑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종이 지갑과는 달리, 하드웨어 지갑은 언제
나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사용자의 개인 키를 안전한 하드웨어 기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

컴퓨터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점: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를 통해서 기기를 구매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명 가격 기능

Ledger
Nano S 58 €

스크린. 거래 확인을 위해 동시에 눌
러야 하는 두 개의 버튼이 존재.
이 기능은 해킹을 통해 버튼을 작동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PIN 코드. 하드웨어 박스는 밀납 봉
인이 된 상태로 배달됨

TREZOR $99
스크린. 2개 버튼. 지갑은 최대 24개
의 단어와 암호문(pass phrase)을 눌
러야 열린다. PIN 코드



KeepKey $99

스크린. 디지털 스크린 및 금속 본체.
PIN 코드. 무작위 숫자 생성.
최대 24개의 단어를 눌러야 열린다.
개인 키 복구는 크룸 확장 파일을 통
해 가능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비트코인 지갑과 보안성

문제점

1)멀웨어에 걸릴 가능성. 멀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는 하드 드라이브를 검색하여 개인 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몇 초만에 사용자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트로이 소프트웨어는 하드 드라이브 상의 모든 파일에 암호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소프트웨어는
지갑과 연계된 모든 파일을 찾아내 얼마나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얼마를 지불하면 하드 드라
이브 암호를 풀어줄 것이라고 몸값 요구를 합니다.

3)디지털 거래소도 사용자의 돈을 빼내 도망칠 수 있습니다.

4)지갑이 설치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지갑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콜드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2)항상 주의하고, 두 번 이상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월렛(BlockWallet)인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면 블록월렛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할 경우, 본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비트코인 지갑 만드는 방법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갑(Wallet)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풀 노드 월렛(Full node wallet)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일원으로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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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상 거래를 검증하고 수락한 뒤 다른 노드로 발신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지갑 기능도 이용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욱 안전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가장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를 항상 켜두어야 하고 150GB에 가까운 블록체인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
에 개인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는 https://bitcoin.org/en/download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라이트 월렛(Lite Wallet)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블록을 다운로드 받지않고 자신의 거래
와 관련된 부분만 내려받으며 거래 중계를 이용시에는 원격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컴퓨터
를 항상 켜두지 않아도되며 자원도 훨씬 적게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Electrum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월렛(Web Wallet)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며 복잡한 개인 키가 아닌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
근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의 관리를 웹 월렛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가장 낮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 거래소의 계좌가 있으며 Blockchain.info와 Coinomi같
은 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개인 키를 제공하지 않고 핫 월렛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시
자신은 그 지갑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어서 해킹당한만큼 액수를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생성하면 지갑 주소와 개인 키(Private Key)가 나옵니다. 지갑 주소는 계좌번호와 같으며, 이를 상대
방에게 알려주어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는 비밀번호로, 이것을 알면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가
져가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키 관리를 잘 해야 하며, 혹시 라이트 월렛이 없어지거나 지갑에 접근하
는 계정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종이에 개인키와 주소를 적어두자. 개인키를 모를 경우 절대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마치며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다양한 화폐를 구입한다면, 당신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
산을 여러 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분배하는 것을 권합니다.

암호화 시장 열풍이 불면서 많은 범죄자들이 암호화 자산을 노렸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암호화 지갑에
너무 많은 디지털 자산이 있다면, 이는 곧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커나 다른 인터넷 불법분자들의 주
의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지갑을 사용하면 개인키를 잊어버려 모든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
니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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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Metamask)란 무엇입니까?ㅣ암호화폐 지갑 소개

해커로 부터 암호화폐 지갑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암호화폐 지갑이란? 비트코인 지갑은 ? 초보자 위한 가이드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익을 냅니다.

파이코인 지갑(Pi Wallet)이란? 지갑 생성 방법까지 소개

국내 TOP 코인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아발란체 코어 지갑, 안드로이드 출시…모바일 버전으로 전환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혜택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12년 보안 무사고
암호화페 라이센스 획득
전세계 규제 준수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한국어 지원
풍부한 유동성 및 호가창(오더북)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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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교육 더 보기:

이더리움 채굴이란? 이더리움 2.0 에도 계속 채굴할 수 있을까?

페이코인(PCI)이란? 2주 안에 재탄생할 수 있을까?

더 샌드박스(The Sandbox)란? ㅣ 블록체인 게임 소개

유니스왑(UNI)이란? 유니스왑 사용 방법

스테이블 코인(Stable)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코인 전망은?

엑시 인피니티(AXS)란 무엇인가요? AXS 코인 전망 분석

다오(DAO)란 무엇입니까? 다오의 참여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 소개– 비트코인 채굴 방법 및 현황은?

비트코인 채굴 방법 소개–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어떤 사람인가요?

하드포크(hardfork)란? 하드포크는 호재일까? 코인 대한 미치는 영향은?

메타버스 관련주 리스트 정리, 메타버스 ETF는? 관련주 투자 전망 및 방법

니어 프로토콜(NEAR) 이란 ?

NFT 코인이란? NFT 코인 종류 정리 및 소개

비트코인 도미넌스 뜻은? 선물 거래에 비트 도미넌스 사용 소개!

위믹스 코인(WEMIX) 은? 국내 4대 거래소 상폐…향후 전망은?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밈 코인이란? 어떤 인기 밈 코인있을까? 향후 전망은?

리플(XRP) 코인이란? 어떤 용도가 있을까? 향후 전망은?

메타버스 관련주 리스트 정리, 메타버스 ETF는? 관련주 투자 전망 및 방법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2023 국내 TOP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및 해외 거래소 추천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익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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